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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이용한 겨드랑이경유 갑상선전절제술 후 발생한 의인성 

호너증후군

Iatrogenic Horner’s Syndrome Developing after Robot-assisted Transaxillary 
Total Thyroidectomy

이승현⋅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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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In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cheon, Korea

Purpose: We report a case of iatrogenic Horner’s syndrome developing after robot-assisted transaxillary total thyroidectomy.
Case summary: A 31-year-old female with right-eye ptosis was referred to our clinic. Three weeks prior, she had undergone ro-
bot-assisted total thyroidectomy via the right transaxillary approach to treat right-side thyroid cancer. On ocular examination, the 
palpebral fissure widths were 5.0 mm in the right lid and 8.0 mm in the left lid, the marginal reflex distances 1, 1.0 mm in the right 
lid and 4.0 mm in the left lid, and the levator muscle function of both eyes normal. In a dark room, the pupil diameter was 2.5 mm 
in the right eye and 4.0 mm in the left eye. She did not complain of facial anhidrosis. Thirty minutes after instillation of 0.5% (w/v) 
apraclonidine into the right eye, the right palpebral fissure width increased from 5.0 to 8.0 mm, and the pupil size from 2.5 to 
4.0 mm in the dark.
Conclusions: Horner’s syndrome can develop after robot-assisted transaxillary total thyroidectomy; patients should be coun-
selled in this re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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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너증후군은 눈꺼풀처짐, 축동, 같은쪽 얼굴무한증 및 

혈관확장 등의 임상증상을 특징으로 가지며, 시상하부에서 

시작된 안교감신경 경로 중 어느 한 지점이 손상될 경우 발

생할 수 있다.1 교감신경은 시상하부에서 시작하여 상부 흉

강, 목동맥을 따라 상행하여 해면정맥굴을 통과한 뒤 눈에 

연결된다. 따라서 상부 흉강 및 경부 주위의 수술이나 외상

으로 교감신경이 손상되면 의인성 호너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2 

최소침습수술은 수술에 따르는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기

존의 수술 방법과 동등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기에 의사 및 

환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경부수술에 속하는 갑상선

절제술은 술 후에 매우 드물게 교감신경 손상으로 의인성 

호너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갑상선절제술에도 최소침습 

비디오보조 갑상선수술 등의 최소침습법이 있으나, 매우 

드물게 의인성 호너증후군이 발생한 바 있다.3

2005년 국내에 로봇보조수술(da VinciⓇ surgical system; 

Intuitive Surgical, Mountain View, CA, USA)이 외과수술

에 도입되었다. 최소침습 수술뿐만 아니라 고화질의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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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hotographs of a 31-year-old woman after 3 months of undergoing Robot-assisted total thyroidectomy via right trans-
axillary approach. (A) Photograph showing 3 mm of the right upper eyelid ptosis. The pupil size in the right eye was 2.5 mm, and 
in the left eye was 4.0 mm. (B) Right upper eyelid ptosis improved after instilling 0.5% apraclonidine. After instilling the eye drops, 
the pupil size in the right eye increased to 4.0 mm, and the pupil size in both eyes became the same. 

입체 영상, 손떨림 제거, 직관적 움직임 등의 장점으로 갑

상선수술 뿐만 아니라 여러 외과수술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본 증례를 통해 로봇을 이용한 겨드랑이경유 갑상선

전절제술 후 발생한 의인성 호너증후군 1예를 국내 최초로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31세 여자가, 우안 눈꺼풀처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

자는 3주 전 본원 일반외과에서 우측 갑상선암으로 로봇을 

이용한 우측 겨드랑이경유 갑상선전절제술(robot-assisted 

transaxillary total thyroidectomy)을 시행한 병력이 있다. 

환자는 수술 직후 우안 눈꺼풀처짐을 호소하였다. 초진 

당시 시행한 검사상 나안시력 양안 1.0이었으며, 안압은 정

상 소견 범위 내였다. 눈꺼풀틈새는 정상 안위에서 우안 

5.0 mm, 좌안 8.0 mm였고 위눈꺼풀테와 각막반사 사이의 

거리(marginal reflex distance 1, MRD 1)는 우안 1.0 mm, 

좌안 4.0 mm였다. 눈꺼풀올림근 기능은 양안 모두 정상이

었다. 동공 크기는 어두운 조명에서 우안 2.5 mm, 좌안 4.0 mm

로 동공부등을 보였으며, 대광반사 및 구심성동공반응은 

정상이었다. 환자는 우안 증상 발생부터 얼굴무한증은 호

소하지 않았다. 경부 수술력 및 임상적 증상을 바탕으로 의

인성 호너증후군을 진단했으며, 환자가 추가 검사를 원하

지 않아 처방 없이 경과 관찰하였다.

증상 발생 이후 3개월간 경과 관찰했으나, 호전 양상이 

보이지 않아 호너증후군 확진 및 증상호전 목으로 우안에 

0.5% Apraclonidine (Iopidine 0.5%; Alcon Laboratories, 

Fort Worth, TX, USA)을 처방하였다. 한 방울 점안 30분 

후 검사 시, 우안 눈꺼풀틈새는 5.0 mm에서 8.0 mm로 증가, 

위눈꺼풀테와 각막반사 사이의 거리는 1.0 mm에서 4.0 mm

로 증가했으며. 어두운 조명에서 동공 크기 또한 2.5 mm에

서 4.0 mm로 증가하였다(Fig. 1). 이로써 호너증후군을 확

진할 수 있었다. 0.5% Apraclonidine에 호전 양상을 보여 

필요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 뒤 경과 관찰하였다. 

의인성 호너증후군이 발생한 후 12개월 동안 동공부등 및 

눈꺼풀처짐에 호전이 없었다. 추후 눈꺼풀처짐을 위해 결

막-뮐러근절제술을 고려하고 있다.

고 찰

갑상선절제술을 받은 후 발생한 의인성 호너증후군은 갑

상선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발생률이 0.2-0.3% 미만인 매

우 드문 합병증이다.4 Kappeler는 1865년에 갑상선절제술

의 합병증으로 호너증후군을 처음으로 기술했으며, Kaelin

은 1915년에 갑상선절제술 후 발생한 호너증후군을 처음으

로 보고하였다.5 기존 갑상선절제술과 호너증후군의 관련

성은 잘 알려져 있지만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소침습을 이

용한 갑상선절제술에서도 교감신경손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Harding et al4
은 최소침습성 부갑상선절제술 후, 

Meng et al3
은 최소침습적 비디오 보조 갑상선절제술 후 발

생한 의인성 호너증후군 사례를 보고했다.

안교감신경경로는 1차, 2차 및 3차 뉴런으로 이루어진 

경로로, 시상하부에서 시작하여 상부 흉강, 목동맥을 따라 

상행하여 해면정맥굴을 통과한 뒤 눈에 연결된다. 시상하

부에서 시작하는 1차 뉴런은 척수를 따라 하행하다 C8, T2 

수준에 위치한 Budge-Waller의 섬모체척수중추에서 2차 

뉴런과 연접을 이룬다. 2차 뉴런은 대동맥 밑에서부터 상행

하여 경동맥분지 위치에 있는 위목신경절에서 3차 뉴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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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llustration of the oculosympathetic pathway, pre-
sented here as the three-order neuron system. V = trigeminal 
nerve; V1 = ophthalmic nerve; ICA = internal carotid artery;
ECA = external carotid artery; CCA = common carotid ar-
tery; SCA = subclavian artery; SCG = superior cervical gan-
glion; MCG = middle cervical ganglion.

연접한다. 3차 뉴런은 총경동맥과 내경동맥을 따라 눈까지 

도달하게 된다. 호너증후군은 안교감신경경로의 손상된 위

치에 따라 중추성(1차 뉴런 손상). 신경절 이전(2차 뉴런 손

상), 신경절 이후(3차 뉴런 손상) 호너증후군으로 나눌 수 

있다. 갑성선절제술 후 발생한 호너증후군의 경우 안교감

신경경로의 2차 뉴런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신경절

이전 호너증후군에 해당한다(Fig. 2).6 갑상선절제술 후 발

생하는 의인성 호너증후군의 원인은 확실히 알려진 바 없

지만, 가능한 발생 원인으로 수술 후 혈종이 목교감신경줄

기를 누른 경우, 하측 갑상선동맥줄기의 측면 결착에 의해 

발생한 허혈성 신경손상, 견인기에 의한 물리적인 목교감

신경줄기의 늘어남 등이 있다.7

의인성 호너증후군은 눈꺼풀처짐이나 무한증 등의 증은 

수개월 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헌에 의하면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회복된 경우, 최소 17분에서 최대 

20개월까지 증상이 지속된 경우도 있다. 경막외 마취, 상완

신경총차단술 등의 술기 후 발생한 의인성 호너증후군의 

경우 교감신경에 직접적인 손상보다는 일시적인 마비 또는 

압박에 의해 발생하므로 빠르게 증상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흉관삽입술, 폐동맥삽관술, 경부 및 상부

흉곽 주위의 수술 등에 의해 발생한 의인성 호너증후군의 

경우 비교적 느린 회복을 보이며, 관찰 기간 동안 회복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교감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받아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8 본 증례의 의인성 호너증

후군이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 지 알 수 없지만, 1년 이

상의 회복이 되지 않은 것을 보아 교감신경에 직접적인 손

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개월의 추적 관찰에도 증

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눈꺼풀처짐에 대하여 

결막-뮐러근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

다.8 

본 증례에서 약물 치료로 사용한 Apraclonidine은 cloni-

dine의 유도체로서 대부분 Alpha-2 수용체를 자극하지만 

약하게 Alpha-1 수용체도 자극한다. Alpha-2 작용제로 방

수생성의 감소와 유출률의 증가로 안압하강 효과를 가져, 

아르곤레이저 홍채절개술 및 아르곤레이저 섬유주성형술 

후 안압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9,10 일반적인 

경우 Apraclonidine은 동공 크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

지만, 호너증후군 환자는 교감신경 차단으로 노르에피네프

린 방출이 하향 조절되어 정상적인 눈동자에서 동공수축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Alpha-1 수용체의 민감도 증가하여 약

한 Alpha-1 작용으로도 동공확장을 야기할 수 있다.11 뮐러

근과 눈꺼풀올림근에 Alpha-1 수용체와 Alpha-2 수용체가 

존재하여 호너증후군 환자에게 Apraclonidine 점안으로 상

안검상승도 유도할 수 있다.12,13

2005년 다빈치수술 시스템이 최소침습수술을 위한 효과

적인 수술 도구로 소개된 이후, 갑상선수술에 많이 이용되

고 있다. 3차원의 확대된 수술 시야를 가진 로봇 수술 시스

템의 적용으로 수술을 보다 안전하고 섬세하게 수행할 수 

있다. 2007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한 의료기관에서 

갑상선암으로 로봇 갑상선수술을 받은 3000명을 조사한 결

과, 수술 후 합병증으로 호너증후군이 발생한 경우는 1명

(0.03%)으로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보고되었다.14

본 환자의 경우 로봇을 이용한 우측 겨드랑이경유 갑상

선전절제술을 받은 뒤 우측 눈꺼풀처짐을 주소로 내원했으

며, 갑상선절제술 후 발생한 눈꺼풀처짐, 동공부등으로 의

인성 호너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증상이 호전되기 전까지 

눈꺼풀처짐 증상 호전을 위해 필요 시에만 Aproclonidine을 

사용하게 처방했으며, 의인성 호너증후군 발생 12개월 후에

도 증상 호전되지 않아 결막-뮐러근절제술을 고려하고 있다. 

얼굴무한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신순환 내의 카테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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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얼굴무한증이 없어지게 

되므로 주로 급성기에 증상을 볼 수 있다.15 하지만 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 3주 후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얼굴무한증

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병력청취상 첫 증상 발생 때에도 동

측 얼굴무한증은 없다고 하였다. 이전 경부 및 상부흉곽 술

기 후 발생한 의인성 호너증후군 보고에서도, 네 명의 증례 

모두 얼굴무한증을 호소하지 않았다.8 

로봇을 이용한 갑상선절제술이 도입된 후 합병증으로 보

고된 의인성 호너증후군은 거의 보고된 바 없으며, 본 로봇 

수술 후 발생한 의인성 호너증후군 증례는 국내 첫 보고로

써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3 
결론적으로 로봇수술 시

스템 도입으로 갑상선절제술을 보다 섬세하게 수행할 수 

있지만, 의인성 호너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어, 수술 시행 

전에 호너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을 환자에게 주지시킬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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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로봇을 이용한 겨드랑이경유 갑상선전절제술 후 발생한 의인성 

호너증후군

목적: 로봇을 이용한 겨드랑이경유 갑상선전절제술 후 발생한 의인성 호너증후군의 1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31세 여자가 로봇을 이용한 겨드랑이경유 갑상선전절제술 직후 발생한 우안 눈꺼풀처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3주 전 우측 

갑상선암으로 우측 겨드랑이경유 로봇 갑상선전절제술을 받았다. 눈꺼풀틈새는 정면주시에서 우안 5.0 mm, 좌안 8.0 mm였고 위눈꺼

풀테와 각막반사 사이의 거리(marginal reflex distance 1)는 우안 1.0 mm, 좌안 4.0 mm였다. 눈꺼풀올림근 기능은 양안 모두 정상이

었다. 어두운 조명에서 우안 2.5 mm, 좌안 4.0 mm로 동공부등을 보였다. 얼굴무한증은 호소하지 않았다. 우안에 0.5% Apraclonidine

한 방울 점안 30분 후, 우안 눈꺼풀틈새는 5.0 mm에서 8.0 mm로 증가했으며 어두운 조명에서 동공 크기 또한 2.5 mm에서 

4.0 mm로 증가하였다. 

결론: 로봇을 이용한 겨드랑이경유 갑상선전절제술에서도 호너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성에 대해 주지

시킬 필요가 있다.

<대한안과학회지 2021;62(1):13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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